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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E1 사용설명서

1. 개요

기존에 나와 있는 도트매트릭스 모듈들은 

간단한 문자를 표시하거나, 문자열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간단한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를 

표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문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RS232, I2C 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고, 간단한 명령과 아스키코드를 이용하여 

문자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RS485 멀티드롭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가 확장 보드를 구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 판매)

COMPILE Technology사의 TinyPLC이나 PicBasic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붙여서 기존의 ELCD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ubloc 같은 경우에는 I2C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가능합니다.

FND를 사용 중인데 문자를 표시하고 싶거나, LCD를 사용 중인데 먼 거리에서 문자를 식별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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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3. 일반사항

전원 : DC 5V

디스플레이 : 1.2인치 5X7 도트매트릭스 6개

통신 인터페이스 : RS232, RS485(추가 확장 보드 구입시) (Baudrate:선택 가능- 19200bps, 38400bps, 

57600bps, 115200bps, Data Bit:8, Parity Bit:None, Stop bit:1) 또는 I2C(Slave)

4. 설정 스위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져 있을 때 OFF, 위로 올려져 있으면 ON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전원을 넣기 전에 스위치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원 켜신 후 스위치 설정을 하셨다면 반드시 

전원을 다시 공급하셔야 합니다.

  4.1. RS232/RS485 Baudrate 설정 및 명령세트 선택

보드에 있는 Dip스위치에서 아래 “Baudrate"라고 쓰여져 있는 스위치로 RS232/RS485 Baudrate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C"라고 쓰여져 있는 스위치로 명령세트를 선택합니다. 명령세트는 두가지가 제공

되는데 Compile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Onechips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번설정 스위치
Baudrat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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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1-1 SW1-2 SW1-3 SW1-4 R/_W Base Address : 0x80 (16진수)

-

OFF OFF OFF 1/0 0x80 + 0x00

OFF OFF ON 1/0 0x80 + 0x02

OFF ON OFF 1/0 0x80 + 0x04

OFF ON ON 1/0 0x80 + 0x06

ON OFF OFF 1/0 0x80 + 0x08

ON OFF ON 1/0 0x80 + 0x0a

ON ON OFF 1/0 0x80 + 0x0c

표 3 I2C 국번 설정

SW2-1 SW2-2 SW1-1 Baudrate 와 설명

OFF OFF

-

19200bps

OFF ON 38400bps

ON OFF 57600bps

ON ON 115200bps

- -
OFF Onechips 명령 - RS232/RS485 모두 가능

ON Compile 호환 명령 - 멀티드롭을 사용할수 없음

표 1 RS232/RS485 Baudrate 설정 및 명령세트 선택

SW1-1 SW1-2 SW1-3 SW1-4 ID (16진수)

-

OFF OFF OFF 0x00

OFF OFF ON 0x01

OFF ON OFF 0x02

OFF ON ON 0x03

ON OFF OFF 0x04

ON OFF ON 0x05

ON ON OFF 0x06

ON ON ON 0x07

표 2 RS232 / RS485 국번 설정

  4.2. RS232 / RS485 국번 설정

뒷면에 있는 DIP스위치를 이용하여 장치의 국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번 설정은 RS232 / 

RS485 통신에서 사용됩니다.

  4.3. I2C 국번 설정

뒷면에 있는 DIP스위치를 이용하여 장치의 국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번 설정은 I2C 통신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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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N ON 1/0 0x90 + 0x0e

5. 동작 모드와 설정

간단한 명령을 이용하여 제어 할수 있게 하기 위해 세가지 동작 방식으로 나누어서 동작합니다. 각 동작 

모드는 명령을 통하여 변경가능합니다.

  5.1. 정적 모드

명령을 통하여 보내진 문자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표시합니다. 기존에 FND와 같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명령을 통하여 왼쪽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을 할수 있습니다.

    5.1.1. 글자 정렬

글자를 특정 위치에서 시작하게 또는 끝나게 합니다. 값은 1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를 표시한다고 합시다. 왼쪽 정렬, 정렬 위치를 2로 설정할 경우 도트매트릭스 왼쪽 

위치 2번째부터 글자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정렬, 정렬 위치를 2로 설정할 경우 도트매트릭스 오른쪽에서 

2번째 위치부터 ‘6’이 표시되고 나머지 문자들이 왼쪽에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문자가 길거나, 설정에 따라 

문자들의 앞부분에 있는 글자들은 표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5.2. 롤링모드

명령을 통하여 보내진 문자를 한쪽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5.2.1. 롤링 속도

롤링 속도는 문자가 이동하는 속도를 가리킵니다. 0-255까지 가능한데 속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롤링 속도 = X * 20ms

0으로 설정될 경우 롤링 되지 않고, 글자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5.2.2. 롤링 방향

설정으로 통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글자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5.3. 롤링 반복 모드

문자들를 끝에서 끝까지만 보여 질수 있게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표시한다

면, 처음에 H가 도트매트릭스 왼쪽 끝부터 표시됩니다. 그리고 'd'가 도트매트릭스 오른쪽 끝에 표시될수 

있을 때가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H가 왼쪽 끝에 표시될수 있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

을 계속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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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양 끝 위치 설정

문자들이 도트매트릭스 끝에 도달할 위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위치를 2로 설정되어다면, H가 도트매트릭스 왼쪽 끝에 도달 하는 위치가 왼쪽에서 2번째 도트가 되고 다

시 반대 편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끝에서도 동작은 동일합니다.

    5.3.2. 양 끝에서 멈춰있는 있는 시간 설정

문자들의 끝 부분이 도트매트릭스 양 끝에 도달 했을 때 멈춰있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은 다음과 같

이 설정됩니다.

시간 = X * 20ms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문자를 표시한다면, H가 도트매트릭스 왼쪽 끝에 도달 했을 때 설정된 시간 

만큼 멈추고,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끝에서도 동작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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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6진수)
전송예

전송 

바이트 수
X의 범위 설명

A0 A0 1
도트매트릭스를 초기상태로 만듭니다.(모든 설정 초

기화)

A1 X 0 A1 03 0 3 1 - 30

정적모드에서 글자를 왼쪽 정렬합니다. X는 문장 

시작위치입니다.(가장 왼쪽의 도트가 1)

- 5.1.1 참조

A1 0 X A1 0 10 3 1 - 30

정적모드에서 글자를 오른쪽 정렬합니다. X는 문장

의 끝 위치입니다.(가장 오른쪽의 도트가 1)

- 5.1.1 참조

A2 String 0 A2 'One' 0 2 + X
최대

30자
도트매트릭스에 표시할 문자를 보냅니다.

A3 01 A3 01 2 글자를 모두 지웁니다.(글자만 지웁니다.)

A3 02 A2 02 2 글자 가로쓰기

A3 03 A2 03 2 글자 세로쓰기

A3 04 A3 04 2 글자를 깜빡이게 만듭니다.

A3 05 A3 05 2 깜빡이기를 끕니다..

A6 01 A6 01 2 정적 모드로 변경합니다.

A6 02 A6 02 2 롤링 모드로 변경하고, 왼쪽으로 롤링합니다.

A6 03 A6 03 2 롤링 모드로 변경하고, 오른쪽으로 롤링합니다.

A6 04 A6 04 2
롤링 반복 모드로 변경합니다.

- 5.3 참조

A6 05 A6 05 2 한번만 왼쪽으로 끝까지 롤링합니다(추가)

A7 X A7 03 2 0 - 5
자간 크기를 설정합니다.(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

의 간격입니다.)

표 4 COMPILE 사의 시리얼 ELCD 호환 명령

6. 명령

각각의 명령들은 모든 동작모드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 특정 동작 방법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작 모드가 변경되어도 기존의 설정들은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6.1. COMPILE 사의 시리얼 ELCD 호환 명령

명령세트 스위치가 ON으로 설정하실 경우 사용가능한 명령입니다. PC, 마이컴, COMPILE Technology 

사의 Cubloc, TinyPlc, PicBasic 등의 RS232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제어하실 경우 아래 표 2 와 같은 명

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Compile Technology 사의 TinyPlc, PicBasic의 경우 자체 지원 LCD 명령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명령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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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X A8 14 2 0 - 240

롤링 모드와 롤링 반복 모드에서 롤링되는 빠르기

를 설정합니다. 0일때 롤링되지 않습니다.

- 5.2.1 참조

A9 X A9 04 2 1 - 30

롤링 반복 모드에서 글자의 끝이 도트매트릭스 양 

끝이 도달할 위치를 정합니다.

- 5.3.1 참조

AA X AA 39 2 0 - 240

롤링 반복 모드에서 글자의 끝이 도트매트릭스 양 

끝에 도달했을 때 잠깐동안 멈춰있게 해줍니다.

- 5.3.2 참조

의미 Write 모듈의 국번 메모리 주소 설정할 값 END

0xf1 ID Address Value 0xfe

전송 바이트 수 1byte 1byte 1byte 1byte 1byte

예제 0xf1 0x02 0x20 0x31 0xfe

표 5 RS232 / RS485 프로토콜

  6.2. RS232/RS485 통신

명령세트 스위치(SW1-1)가 OFF으로 설정하실 경우 사용가능한 명령입니다. RS232 / RS485를 이용하

여 여러 개의 모듈을 제어하실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의 국번설정은 위의 RS232 / RS485 국

번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RS485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ACK 신호는 없습니다.

메모리 주소와 설정한 값에 대한 것은 아래 표6 메모리 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3. I2C 통신

마이컴, Compile Technology 사의 Cubloc 등의 I2C 통신을 이용하실 경우 아래 표6 메모리 맵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RS232/RS485 와 I2C 의 메모립맵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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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6진수)

가능한 범위

(10진수)
주소명 R/W

초기값

(10진수)
설명

0x00 - 모델 번호 R

0x01 - 펌웨어 버전 번호 R

0x02 - - - - 예약된 메모리

0x03 - - - -

0x04 0 ~ 2 모드 변경 R/W 0
0 : 정적 모드, 1 : 롤링 모드,

2 : 롤링반복 모드

0x05 0 ~ 30 문자열의 길이 R/W 0

0x06 0 ~ 5 자간 크기 R/W 1

0x07 - 전역 상태 레지스터 R/W 1 *아래 표7 참조

0x08 1 ~ 30 정렬 위치 R/W 1 5.1.1 참조

0x09 - 정적 모드 레지스터 R/W *아래 표8 참조

0x0a 0 ~ 240 롤링 속도 R/W 1 5.2.1 참조

0x0b 롤링 모드 레지스터 R/W 0 *아래 표9 참조

0x0c 1 ~ 30
롤링 반복 모드에서 

빈칸
1

양 끝 위치 설정

- 5.3.1 참조 

0x0d 0 ~ 240
롤링 반복 모드에서 

지연
50

양 끝에서 멈춰있는 시간 설정

- 5.3.2 참조

0x0e ~ 

0x1f
- - - -

0x20 ~ 

0x3d
30개 문자 문자열 R/W

메모리 0x20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표 6 메모리맵(읽기/쓰기는 I2C 통신에만 적용됨, RS232/ RS485는 쓰기만 가능, R:읽기, W:쓰기)

주소 7(MSB) 6 5 4 3 2 1 0(LSB)

0x07 - - - -
특수 

플래쉬
플래쉬

글자 쓰기 

방향

Display

On/Off

값 : 0 끄기 끄기 가로 끄기

값 : 1 켜기 켜기 세로 켜기

표 7 전역 상태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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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7(MSB) 6 5 4 3 2 1 0(LSB)

0x09 - - - - - - - 정렬

값 : 0 왼쪽

값 : 1 오른쪽

표 8 정적 모드 레지스터

주소 7(MSB) 6 5 4 3 2 1 0(LSB)

0x0b - - - - - - - 롤링 방향

값 : 0 왼쪽

값 : 1 오른쪽

표 9 롤링 모드 레지스터

7. 실제 사용예제

'1234'를 디스플레이하고 동작 모드를 롤링모드로 설정하기

  7.1. COMPILE Technology사의 Cubloc (I2C 통신)

I2cstart

result = I2cwrite(&h80) ‘ 국번으로 80으로 가정

result = I2cwrite(&h20) ‘ 문자열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

result = I2cwrite("1") ‘ 문자들

result = I2cwrite("2")

result = I2cwrite("3")

result = I2cwrite("4")

result = I2cstop

I2cstart

result = I2cwrite(&h80)

result = I2cwrite(&h05) ‘ 디스플레이할 문자열 개수 설정

result = I2cwrite(&h04)

I2cstop

I2cstart

result = I2cwrite(&h80)

result = I2cwrite(&h04) ‘ 롤링모드로 변경

result = I2cwrite(&h01)

I2cstop

  7.2. PIC 마이컴 - CCS-C 컴파일러 (I2C 통신)

I2cstart();

I2cwrite(0x80); // 국번으로 80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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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cwrite(0x20); // 문자열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

I2cwrite('1'); // 문자들

I2cwrite('2');

I2cwrite('3');

I2cwrite('4');

I2cstop();

I2cstart();

I2cwrite(0x80);

I2cwrite(0x05); // 디스플레이할 문자열 개수 설정

I2cwrite(0x04);

I2cstop();

I2cstart();

I2cwrite(0x80);

I2cwrite(0x04); // 롤링모드로 변경

I2cwrite(0x01);

I2cstop();

  7.3. PIC 마이컴 - CCS-C 컴파일러 (컴파일호환)

printf("%c1234%c", 0xA2, 0x00); // 글자쓰기

printf("%c%c", 0xA6, 0x02); // 롤링모드로 변경

  7.4. PIC 마이컴 - CCS-C 컴파일러 (RS232/RS485 프로토콜)

printf("%c%c%c%c%c",0xf1,0x02,0x20,0x31,0xfe); // ID 02 모듈에 첫 자리 1자 써줌 

printf("%c%c%c%c%c",0xf1,0x02,0x21,0x32,0xfe);         // '2'                                  

printf("%c%c%c%c%c",0xf1,0x02,0x22,0x33,0xfe);         // '3'                                  

printf("%c%c%c%c%c",0xf1,0x02,0x23,0x34,0xfe);         // '4'                                  

printf("%c%c%c%c%c",0xf1,0x02,0x07,0x01,0xfe);         // 글자표시 (전역레지스터 써줌)        

printf("%c%c%c%c%c",0xf1,0x02,0x04,0x01,0xfe);         // 롤링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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